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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용 조제 분유를 찾을 수 없는 경우 해야 할 일 

  

  지난 한 달 동안 유아용 조제 분유를 찾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 이유는 미국 공급량의 약 절반을 생산하는 

공장을 FDA가 일시적으로 가동 중단시켰기 때문입니다.  FDA는 공장을 재가동하기 위해 분주하지만 그렇게 될 

때까지 분유 공급은 평소보다 적을 것입니다.  이 문서는 1세 미만 유아의 부모와 보호자가 아기에게 가능한 최고의 

영양분을 공급하면서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분유를 찾는 데 문제가 있을 때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목록입니다. 

  

분유를 찾기 어려운 경우: 

해야 할 일: 

1) 특히 아기가 제한된 식이요법을 하고 있거나 질병이 있는 경우 질문이 있으면 아기의 의사나 의료 

제공자에게 문의하십시오. 

2) 가기 전에 가까운 상점에 미리 전화하여 분유가 있는 상점을 찾으십시오. 

3) 도매 상점과 슈퍼마켓에 없을 때 작은 상점과 약국을 확인하십시오. 

4) 여력이 된다면 온라인으로 분유를 구매하는 것을 고려해 보십시오.  잘 알려진 유통업체와 약국에서만 

구매하십시오. 

5) 매번 10-14일 분량만 구입하십시오.  공급이 고갈될 것 같지는 않으며 사재기는 부족 문제를 더 악화시킬 

뿐입니다. 

6) 아기가 제한된 식이요법을 하고 있지 않고 건강에 큰 문제가 없다면 대체 또는 상점 브랜드의 분유를 

구입하십시오. 

7) 분유 공급업체를 찾는 데 도움이 필요한 경우 소셜 미디어 지원 그룹에 확인하고 구매하기 전에 아기의 의료 

제공자에게 문의하십시오. 

8) 지역 보건부 또는 WIC 사무소에 연락하여 지역사회에 대한 권장 사항을 확인하십시오.  지역 보건 

지구(Local Health Districts)로 이동하여 귀하의 위치가 포함된 지도의 일부를 클릭하거나 지역별로 

전화하십시오. 

 

https://www.vdh.virginia.gov/local-health-districts/
https://www.vdh.virginia.gov/local-health-districts/


하지 말아야 할 것: 

1) 사설 공급업체나 경매에서 온라인으로 분유를 구매하지 마십시오.  실제로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 수 없으며 

가격 책정에 대한 통제가 거의 또는 전혀 없습니다. 

2)  외국이나 해외에서는 분유를 구매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제품은 FDA 승인을 받지 않았으며 아기에게 

부적절한 오염 물질이나 성분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3) 레시피를 참고하여 직접 만든 분유를 먹이지 마십시오.  안전한 성분만 사용한다고 해도 이러한 분유는 

충분한 영양을 공급하지 못합니다. 

4) 아기가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기존 분유에 물을 많이 타거나 희석하지 마십시오. 

5) 아기에게 필요한 많은 주요 영양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식물성 우유를 먹이지 마십시오. 

 

특수 상황: 

1) 아기가 6~12개월이고 건강이나 식이 문제가 없다면, 적절한 분유를 얻을 수 있을 때까지 짧은 기간 동안 

아기 젖소의 젖을 먹일 수 있습니다.  이 권장 사항은 긴급 상황에만 적용되며 장기간 수행해서는 안 됩니다.   

2) 아직 임신 중이지만 곧 출산할 예정이라면 모유 수유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대부분의 여성은 모유 

수유를 할 수 있으며 분유 부족을 완전히 피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유 수유(Breastfeeding) 

또는 CDC 모유 수유 자주 묻는 질문(FAQs) 또는 버지니아 모유 수유 연합을 참조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질문이 있는 경우 아기의 의료 제공자에게 문의하십시오. 

기타 유용한 사이트: 

팩트 시트: 유아용 조제 분유 부족 기간 동안 가족이 조제 분유를 찾을 수 있도록 돕기 | HHS.gov 

아기 분유가 부족한데 아무것도 찾을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 HealthyChildren.org 

 

https://www.healthychildren.org/English/ages-stages/baby/formula-feeding/Pages/Why-Formula-Instead-of-Cows-Milk.aspx
https://www.healthychildren.org/English/ages-stages/baby/formula-feeding/Pages/Why-Formula-Instead-of-Cows-Milk.aspx
https://www.vdh.virginia.gov/breastfeeding/
https://www.cdc.gov/breastfeeding/faq/index.htm
https://vabreastfeedingcoalition.org/
https://www.hhs.gov/formula/index.html
https://healthychildren.org/English/tips-tools/ask-the-pediatrician/Pages/Are-there-shortages-of-infant-formula-due-to-COVID-19.aspx

